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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우주 오딧세이

스타차일드; 이사람을보라

KUBRICKKKUUBBRRIICCKK

▶TEXT 강혜연

19682001: A SPACE ODYSSEY

‘인류의 여명’가뭄으로 시달리던 태고의 지구, 유인원들은 물을 둘러싸고 서로 싸운다. 이상한 기운이 뻗치면서 검

은 석판 모노리스가 출현하고 그것은 유인원들로 하여금 동물의 뼈를 도구로 사용하게 만든다. 도구를 이용해서 사

냥을 하고 자신의 역을 침범하는 유인원을 공격해 죽이며 유인원 사회에는 살인이 발생한다. 높이 솟구친 뼈다귀

는 우주공간의 우주선으로 바뀌어 있다.

‘400만년 후, 2001년’전염병 소문이 돌고있는 크라비우스 기지로 가는 프로이드 박사는 달에 도착해 전략적인 소

문을 유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한다. 유인원들 앞에 나타났던 모노리스가 발굴되고 미국정부는

이를 비 리에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주복을 입고 모노리스 앞에 프로이드 박사 일행

이 선 순간, 햇빛을 받은 모노리스는 이상한 소리를 낸다. 

‘18개월 후 목성으로의 여행’동면하고 있는 세명의 과학자와 비행사인 보우만과 폴,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 HAL

9000은 디스커버리호로 목성을 향하고 있다. 렌즈와 음성으로 승무원의 심리상태까지 분석해내는 완전무결한 컴

퓨터 HAL 9000은 AE35 기지의 고장을 얘기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다. 보우만과 폴은 HAL이 듣지 못

하는 곳에서 HAL에 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며 만약의 경우에는 기능을 제거하자고 말한다.  입술의 움직임으로 두

사람의 화를 읽은 HAL은 기지로 나간 폴을 우주저편의 미아로 만들어버린다. 보우만이 그를 구하러 가지만 폴은

산소호스가 잘려 죽고 기내에 들어오려는 보우만마저 HAL이 거부한다.  보우만은 비상구를 폭파하고 위험을 감수

한 채 선내로 돌아오지만 동면하고 있던 세사람 역시 HAL이 동면캡슐장치를 해제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보우

만은 결국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HAL을 제거한다. 그러자 출발 전 녹화되었던 프로

이드 박사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인류이외의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모노리스

를 발견했으며, 그 미스테리를 푸는 것이 디스커버리호의 원래 목적이라고 말한다. 

‘목성, 그 원의 세계’목성에 혼자 도착한 보우만은 그곳에 떠있는 모노리스를

발견한다. 모노리스를 통해 다른 시/공간에 도착한 보우만은 침 가 놓여 있는 하

얀 방에 이른다. 그곳에서 늙어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되고, 그 순간 죽어가

는 그의 눈 앞에는 태아의 모습으로 바뀌어있는 자신의 모습(스타차일드)이 나타난

다. 푸른 지구를 바라보는 스타차일드의 눈이 또렷하게 보인다.

1970년이되기전에 달에착륙해야한다는 미국의강박관념은상상을

초월하는것이었다. 세상에오직두나라만이존재하던그때, 그들이

거느리고있던위성국가들처럼우주저편으로쏘아올린위성을통해

미국과소련은‘달’에관한우선권을확보하기위해필사적인노력을

기울 다. 우주에 한선점은물리적인군사력을과시할수있는새

로운 분야 으며, 그것은 냉전체제를 이끄는 두 수반국가의 강력한

카리스마를나타내는바로미터 다. 핵폭탄으로인한지구공멸의불

안감이 가중되어가던 그 때, 우주는‘그 이후’를 위한 가능성이었으

며 새로운 개척지 다. 18세기의 제

국주의가 지리학과 인류학이었다면,

20세기제국주의는천문학과생물학

이된것이다. <2001: 우주오딧세이

>는 개념의 화이며, 지식의 이미지

처럼 만들어진 시 정신의 에피스테

메이다. 큐브릭은우주를둘러싼식민

지전쟁의반복속에서자신의좌표를

우주로옮겨놓고상 화시킨다.

1967년 NASA에서 이륙과정을 시

뮬레이션으로 리허설하던 세명의 우

주비행사가 화재로 모두 숨졌고, 다

음 달로 예정되었던 모든 항해는 취

소되었다. 1968년12월27일, 6일간

의 항해 끝에 아폴로 8은 겨우 달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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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Hell)’으로발음되는컴퓨터HAL의분열적인시선, 자신의소멸을목도하는인간의시선, 지구를바라보는스타차일드의시선, <2001: 우주오딧세이>는시선의 화이다



성공적인안착에만만족하며지구로돌아와야했다. 그리고1969년

6월21일, 드디어인류는(아니미국은) 달을정복했다. 달의작은분

화구에 성조기가 꼽히는 순간, TV 중계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허락된새로운세상에감격했지만, 그것은68년<2001: 우

주오딧세이>가이미1년전 상화했던우주의작은부분이었을뿐

이었다. 

NASA의 달착륙 계획과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되온 <2001: 우주

오딧세이>는 64년 아서 C 클락과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한 이후,

65년12월19일배우들과의촬 분을모두끝내고,  특수촬 으로1

년 반의 시간을 보낸 뒤 68년 개봉되었다. 호모 파베르에서 스타차

일드까지, 혹은 유인원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HAL 9000까지, 스탠

리큐브릭은물리적시계의한계를 벗어나그만의감성으로우주를

창조했다. 스타게이트를 통과해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보우만의

존재처럼<2001: 우주오딧세이>는그안에서시간의이동을완성해

내었으며, 군사위성과정복지로얼룩진우주정책에철학적인경고와

냉소를던졌다. 그것은마치62년6월28일, 쿠바미사일사태가극

적으로해결되고일여년이지나개봉한<닥터스트레인지러브>의우

연성에서 보여지듯이, 큐브릭은 결코 정치적이지 않지만 아주 이상

한방법으로역사의전환점에자신의의지를개입시킨다. 그것이냉

소가 되었든, 경고가 되었든, 주석이 되었든 절묘한 타이밍 속에 자

리하는 20세기역사의현장의생동감은그의 화안에새로운리듬

을형성한다.

‘정직한 이교도’로 죽게 해달라던 니체와 후기 낭만파 음악이 녹

아있는 <2001: 우주 오딧세이>는 큐브릭이 화의순수상태라고믿

었던 이미지와 음악의 개념적 조화로 이루어져있다. <2001:우주 오

딧세이> 안에서만나는니체와후기낭만주의의두거장리하르트스

트라우스와 요한 스트라우스의 그림자는 큐브릭의 또 다른 세계이

다.  보수적인 브람스파에서 진보적인 바그너파로 넘어오면서 낭만

주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짜라투스트라

는 이렇게 말했다』는 자신을 리하르트 2세라고 불러달라던 스트라

우스의의지와(바그너의이름역시‘리하르트’이다) 「바이로트에있

어서의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논문으로“바그너야 말로 예술의 유

일한창조자”라고찬사를바쳤던니체의초인사상이겹쳐진다. 도구

를 사용하게된유인원의힘찬동작과아름다운지구의자연경관에

흐르는『짜라투스트라는이렇게말했다』가끊임없이신의존재를부

정했던니체의시선을가져온다면, 반짝이는별빛아래고고히우주

를 유 하는 우주선의 모습에「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를 맞춘 큐

브릭의 구는절묘하다. 

‘늙은신이죽고새로운신은아직요람속 포 기에있기때문에

나처럼구역질에시달리는사람들’의허구성을폭로하던니체의폭

언은 죽어가는 보우만과 스타차일드의 모습으로 비틀려 투 된다.

<2001: 우주 오딧세이>는 그런 의미에서‘시선’에 관한 화이다.

이것은 신경쇠약에 걸려가는 컴퓨터의 시선이며, 인간이 스스로의

죽음을 지켜보는 시선이며, 소멸뒤에 새롭게 태어난 스타차일드가

지구를 응시하는 시선이며, (안구처럼 생긴) 우주선이 미지의 공간

우주를관찰하는시선일것이다. 아름다운지구의노을, 밝아오는햇

살,  광할한 사막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지적이지만 신의 것은 아니

다. 우주는초월적이지만그안에서스스로의역사를이루는인간의

존재는(그리고우주와인간의아이인스타차일드의존재는) 그초월

적인시선을 체할무엇을찾아간다.

테크놀로지의진정성과그것이가져올미래적리얼리티를꿈꿔왔

던큐브릭이인간보다더인간적인, 감정을가진인공지능컴퓨터를

생각해낸것은그리놀라운일은 아닐것이다. 착시현상으로서의

화의 가벼움을 받아들이는 신, 기계문명에 한 (경이를 넘어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려 했던 큐브릭은 광기에 사로잡혀가는 그의

인물의자리를이제컴퓨터HAL에게내어주었다. 

전쟁의 공포에 압도당하는 시드니(<공포와 욕망>)이거나, 미쳐가

는독일과학자(<닥터스트레인지러브>), 그리고군 부적응자인순

진한청년에서교관을죽여버리고자살하는레나드처럼(<풀메틀자

켓>), 신경쇠약에 빠져가는 HAL은 큐브릭의 페르소나인 동시에 또

다른생명체로 무성생식하는보우만박사의다른꼴인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진리관이 TV의 보급으로 인식

론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때 큐브릭은 예언하듯, 경고하

듯, 허구의시간속에서시간에관한 화를만들었다. 루카스의

<THX 1138>,와 스필버그의 <미지와의 조우>, 카펜터와 랜디

스, 그리고 <제5원소>에 드리우는 그의 그림자는 정작 2001년

이 되어도 여전한 파장을 드리울 것이다. “개인에게는 작은 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를 위한 위 한 도약”이라는 닐 암스트

롱의 말은그들을위한자화자찬이아니었다. 그것은큐브릭에

게바쳐져야마땅한헌사이다.

KINO 

큐브릭은‘우주’를창조한최초의시네아스트이다


